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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정수를 이용한 직류전동기의 정류회로 
모델링 및 특성 해석

Commutation Modeling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DC Motor using Circuit Parameters

김  선*

(Young Sun Kim)

Abstract  - Because of high torque and easiness of speed control, Direct Current(DC) motor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But, its applications are limited in circumstance and performance, since they contained brush and commutator. The 

commutation characteristic gives effect to life and performance of the DC motor. Naturally, the commutation 

characteristic analysis is strongly required.  In this paper, With the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 The inductance is 

calculated each rotor position and applied to the voltage equations coupled with commutation equation. Also, contact 

resistances of brush/commutator assembly are considered using contact area and brush width converted with commutator 

segments. The time derivative term in the differential equation is solved in time difference method. This algorithm was 

applied to 2-pole shunt DC motor. We considered commutation characteristic by changing contact resistance between 

brush and commutator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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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류 동기는 역사 으로 가장 오래되고, 회 속도를 용

이하게  범 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고출력 특성을 가

지므로 기철도나 선박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러쉬와 정류자를 포함하고 있어 환경  특성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직류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류 상은 

러쉬와 정류자의 수명과 그 특성에 많은 향을 주고 있으

므로 직류 동기의 개선을 해서는 정류특성 해석이 불가

피하다.

정류자기에서는 한 인  러쉬 역에 속하던 코일이 다

른 인  러쉬 역으로 들어갈 때 그 역의 지배를 받아

야 한다. 즉, 그 의 역에서 취했던 압, 류를 소멸하

고 재 역에 맞는 압, 류로 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압, 류를 환시키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 한다. 

정류작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정류자와 러쉬에 의한 기계

 switching(일종의 무정  rotaty switch)인데, 이 경우 정

류를 받는 코일의 인덕턴스와 유기 압(코일의 속도기 력)

이 류의 환에 장해요소가 된다[1]-[5].

정류과정은 러쉬와 정류자편(copper bar, commutation 

sector) 사이의 미끄러지는 을 통하여 흐르는 류와 

계 있다. 이 정류자편은 ‘라이 (riser)’를 통하여 기자 코

일의 끝과 연결되어 있다. 정류자편은 러쉬의 하여 

회 하므로 정류자편과 붙어있는 코일의 류방향을 바꾼

다. 러쉬와 정류자편은 하나의 기-기계 인 (electro- 

mechanical) 컨버터이다. 그러나 그것의 구조로 인해 기계의 

설계를 제한하고 치수(dimension)는 회 자의 지름/길이

(diameter/length)의 비에 맞는 높이가 요구된다. 정류자는 

회 자에 수반되므로 원심력에 견뎌야하고 매끄러운 표면

을 지속하여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류자는 연화

(softening)와 왜곡(distortion) 피하기 하여 온도상승이 제

한되어야 하며, 먼지(dirt)나 습기(moisture)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5],[6]. 러쉬는 러쉬 홀더안에서 당한 표면

을 하여 알맞는 러쉬 압력을 주어야 한다. 기자 권

선은 류가 갑자기 바뀔 때 역기 력(emf.)을 제한하고 

설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기 하여 세분되어 있어야 한다. 

정류자편 사이는 얇은 층으로 연되어 있으므로 정류자편

간 압은 낮아야 한다 [7],[8].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직류 동기의 매 

치마다 권선의 자기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 다. 이

를 동기의 기자 압방정식, 계자 압방정식  정류방

정식에 용하 다. 시간미분방정식은 후퇴차분법을 이용하

여 해석하 으며, 2극 동기에 용하여 동기의 기자 

류, 계자 류  정류코일의 정류특성을 살펴보았다. 향

후 지속 인 연구는 직류 동기의 정류 특성을 악하여 

러쉬와 정류자편 사이의 불꽃 방지나 보극 설계시에 유용하

게 이용될 것이다.

2. 모델링  해석이론

2.1 인덕턴스 계산

동기의 인덕턴스를 계산하기 하여 2극 직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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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채택하 으며, 그림 1과 같은 1/2 해석모델을 유한요

소법을 이용하여 자장 해석을 하 다. 자속의 분포를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이를 계자 회로, 기자 회로 그리고 

러쉬에 의해 단락되어 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정류회

로로 구분하여 각각 자기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 다. 

해석모델은 슬롯의 수가 40개이고, 정류시 러쉬의 폭이 

정류자편의 폭과 동일하다고 가정하 으므로 1/40 회 시마

다 주기 인 상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인덕턴스도 회 자

의 치에 하여 한주기만을 사용하 다. 각각의 자기  

상호 인덕턴스는 그림 4와 같고 다음과 정의 하 다. 

  : 계자 권선의 자기인덕턴스

 ,  : 계자 권선의 상호인덕턴스 

    : 기자 권선의 자기인덕턴스

 ,  : 기자 권선의 상호인덕턴스

     : 정류 권선의 자기인덕턴스

,  : 정류 권선의 상호인덕턴스

계자권선       기자 권선      정류권선

그림 1 인덕턴스 계산을 한 유한 요소 모델

Fig. 1 Finite element model for circuit parameter

인덕턴스는 류와 쇄교자속의 계를 나타내므로, 권선

에 일정한 류를 입력하고 해당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을 구

함으로써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번째 

권선에 흐르는 류에 의해 번째 권선에 쇄교되는 자속을 

자기벡터포텐셜로 표 하면 식 (1)과 같다. 

  ± 


  ⋅


 ± 


  ⋅


          (1)

여기서,  는 번째 권선의 권회수, 
 는 번째 권선의 

자속 도,  는 번째 권선의 자기벡터포텐셜이다. 그리고 

“±”의 의미는 류의 방향으로써 권선의 감은 방향이 축과 

동일한 방향이면 (+)이고, 축과 반  방향이면 (-)가 된다. 

식 (1)에서 자기벡터포텐셜을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에서의 값으로 표 하면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는 축방향의 길이,  는번째 상에 있는 

번째 슬롯의 단면 ,  는 번째 의 형상함수,  는 

번째 의 자기벡터포텐셜,  는 번째 권선의 슬롯수, 

 는 번째 권선에 있는 번째 슬롯의 요소수 그리고 

는 한 요소의 수이다. 

(a) 계자권선에 의한 자속분포

(a) Flux distribution by field winding

(b) 정류권선에 의한 자속분포

(b) Flux distribution by commutation coil

(c) 기자권선에 의한 자속분포

(c) Flux distribution by armature coil

그림 2 인턱턴스 라메타 추출을 한 자속분포(1/2 모델)

Fig. 2 Magnetic flux distribution for extraction of inductance 

profiles(1/2f model) 

그림 3 번째 권선에 쇄교되는 자속 

Fig.  3 Flux linkage of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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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턴스는 쇄교자속과의 계로부터 

  


     (3)

와 같이 된다. 여기서,  는 번째 권선과 번째 권선 

사이의 인덕턴스이며,  는 번째 권선에 흐르는 류이다. 

(a) 계자 권선의 인덕턴스

(a) Inductance of field coil

(b) 기자 권선의 인덕턴스

(b) Inductance of armature coil

(c) 정류 권선의 인덕턴스

(c) Inductance of commutation coil

그림 4 계자, 기자  정류 권선에 의한 각 권선의 자기 

 상호인덕턴스

Fig. 4 Self and mutual inductance profiles of each coil by 

currents of field, armature and commutation windings

 2.2 압 방정식

직류 동기의 회로방정식의 계자 압방정식과 기자 

압방정식으로 식 (4)  (5)와 같다. 여기에 정류가 일어날 

경우에는 정류방정식이 추가된다. 

   


  (4)

   


       (5)

여기서,

    : 계자  기자 류

   : 계자  기자 권선의 항

    : 계자  기자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

식 (4)과 (5)에서 역기 력 항인 좌변의 두 번째 항은 

동기의 회 에 따른 각 권선의 시간당 자속변화율로 인덕턴

스와 류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6)

그리고, 각각의 시간미분항은 식 (7)와 같이 후퇴차분법을 

용하여 이산화 한다.



 


 ⋅  ⋅
     (7)

2.3 정류방정식

정류자기에서는 한 인  러쉬 역에 속하던 코일이 다

른 인  러쉬 역으로 들어갈 때 그 역의 지배를 받아

야 한다. 즉, 그 의 역에서 취했던 압, 류를 소멸하

고 재 역에 맞는 압, 류로 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압, 류를 환시키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 한다. 

정류작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정류자와 러쉬에 의한 기계

 스 칭인데, 이 경우 정류를 받는 코일의 인덕턴스와 유

기 압이 류의 환에 장해요소가 된다. 그림 5은 러쉬

와 정류자편의 폭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의 러쉬

에 의하여 기자 권선이 단락된 정류회로를 나타내고 있

다.

정류가 일어나는 동안의 정류 회로방정식은 단락권선이 1

개인 경우에는 식 (8)과 같고, 단락권선이 개인 경우에는 

식 (9)와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8)

여기서,

  : 정류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

  : 정류 권선의 항

    : 러쉬와 정류자편 사이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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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락권선 : 1

(a) Short coil : 1

aIaI

1i 2i 3i 1i 2i 3i

aI2

21 ii − 32 ii −1iIa − 3iI a +

1r 2r 3r 4r

(b) 단락권선 : 3

(b) Short coil : 3

그림 5 단락권선에 따른 정류회로

Fig. 5 Commutation circuits by short Coils




          




          




          

⋮ ⋮




                  

     (9)

여기서,

  : 번째 정류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

   ⋯  : 러쉬와 정류자편 사이의 항

시간미분항은 압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후퇴차분법을 이

용하여 정리하 고, 동기의 회 에 따른 러쉬와 정류자

편간의 항은 그림 6와 같이 각각의 항을 병렬

로 보아 모델링하 다. 식 (10)과 (11)은 각각의 항을 

나타내며, 그림 7에 도시하 다.

1a 2a

aI2

aI2
1r 2r   

그림 6 항 모델링 개념

Fig. 6 Modeling concept for contact resistance

       (10)

       (11)

여기서,

   : 러쉬와 정류자편과의 면

 : 러쉬의 총면

    : 정류자편 1개의 모든 면 이 러쉬와 된 경

우의 항

개 단락권선의 단자 항을  ,  , ⋯ ,   로 

둘 때 항변화는 다 도의 수에 해당하는 정류자편수

를 지날 때마다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정류자편수 환산 

가 정수인가 소수인가에 따라 항은 단과 후단의 것

만 면 변화로 변하나, 간의 것을 변하지 않는다.

러쉬에 의해 2개 이상의 단락권선 생길 경우 단락권선

의 정류 폭(정류자 편수 환산) 는 러쉬에 의한 단락지

부터 러쉬 후단이 개로지 까지 움직인 정류자 편수로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

  : 러쉬 폭의 정류자 편수 환산(


)

 : 러쉬의 폭         : 정류자 편의 폭

  : 병렬회로수           : 극수 

정류회로의 수 즉 단락권선의 수는 정류 폭을 다 도로 

나  숫자이며, 정수면 정수만큼, 소수이면 올림한 값을 채

택한다. 이로부터 단락권선의 러쉬 항의 수는 단락

권선수 +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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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2 3 4 5

 

(a) 러쉬의 폭이 정류자편의 정수배일 경우()

(a) When width of brush is integer times as one of 

commutation segment()

1 2 3 4

1 2 3 4 5




(b) 러쉬의 폭이 정류자편의 정수배가 아닐 경우()

(b) When width of brush is not integer times as one of 

commutation segment()

그림 7 정류주기 동안의 항의 변화

Fig. 7 Variation of contact resistance during commutation 

process

2.4 계방정식

앞 에서의 계자  기자 압방정식에 정류가 일어날 

경우 정류 회로 방정식을 추가하여 계 방정식을 만들면 다

음과 같다.

                (13)

여기서, 

 






   ,  

        

    

    

3. 정류 특성 해석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2극 직류 분권 동기에 용하

다. 용모델의 사양은 인가 압 110[V], 정격속도 

1150[rpm], 슬롯수 40이고, 기자의 권선은 이층권으로 한 

단  권으로 되어있다.

그림 8 항변화에 따른 정류 류 특성

Fig. 8 Characteristic of commutation current changing 

variation of contact resistance 

그림 9 정류 주기 동안 류의 변화

Fig. 9 Current derivative during commu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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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러쉬가 정류자편 하나와 완 히 한 경우의 

항 의 변화에 따른 정류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 

경우에 사용된 항은     ,    , 

           이다. 항이 작은 의 경우 

정류시간 후반부에서의 류의 변화가 심하므로 기자 회

로와의 류차가 생김을 볼 수 있다. 이는 항을 증가시킴

으로 차 으로 정류특성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9는 정류주기 동안의 류의 시간미분치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류가 일정한 류 도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정류(commutation)가 일어나는 코일의 류는 러

쉬와 정류자편 사이의 면 에 비례하고 그림 8의 처음 

특성과 같이 직선(straight-line)정류가 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류의 변화가 심한 과정류(over) 는 

부족(under)정류가 될 것이다. 과정류에서는 러쉬 단

(leading edge)에서 높은 류 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부족

정류에서는 정류자편이 러쉬에서 떨어졌을 때 류의 

환이 불완 하다. 그리고 정류시간이 스 크(spark)에 의해 

확산된다. 불균일한 류 도는 큰 주울손실, 온도상승 그리

고 러쉬의 마모(wear)를 래한다. 스 크는 러시에 큰 

손상을 주며 러쉬의 수명을 단축한다. 이를 개선하기 하

여 과거의 속 러쉬에서 탄소 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류 동기의 정류특성을 악하기 하여 

동기의 인덕턴스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음, 

계자  기자 압방정식과 정류방정식에 용하여 정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 러쉬와 정류자편 사이의 

항의 변화에 한 향을 고려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직류기에서의 정류특성은 러쉬와 정류자의 소손과 

한 것으로 정류의 개선은 기계의 수명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직류 동기의 정확한 특성 해석 

 보극 설계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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